
 

 

 
 

 

 
 

 

 
 
 

인쇄용 데이타 제작 Guidelines

Chinook Premedia Corporation
October 31 2012



                                 ◈ Artpro 작업

                                            ⊙ 일매 작업

                                            ⊙ 전환시 이미지 설정

                                            ⊙ 전체 작업 공정

인쇄용 데이터 제작 Guidelines 정리

                                 ◈ Guideline 제작 목적 및 작업 공정도

                                 ◈ 이미지 처리

                                            ⊙ 일러스트 작업 환경 기준

                                            ⊙ 포토샵 작업 환경 기준

                                 ◈ Artpro 검수

                                 ◈ 기타

                                            ⊙ 모니터(EIZO) 캘리브레이션

                                            ⊙ 액세사리 구성

                                            ⊙ 바코드 생성

                                 ◈ S & R 작업

                                            ⊙ PressSign 칼라바 구성

                                            ⊙ S&R Size 변경(둘레)

                                            ⊙ Soft Proof (pdf 제작)

                                            ⊙ Layout 작업



1. 목적: 

2. 업무 범위
 Artwork 작업 방식 정립(각 프로그램 환경 기준 설정)

 Soft Proof 정립(pdf 제작-Com,Sep)

 Artpro 분판 작업 정립(일매, S&R(Layout,인쇄기 액세서리),이미지 조건, 인쇄특정 조건 적용등..)

 Hard Proof 정립(인쇄기준 출력)

 기타 각종 측정 장비(S/W포함) 사용법

 

Guidelines 제작 목적 및 공정도

3. 시눅 Artwork 공정도

 CMS 업무 정량화에 따른 현 시눅 아트웍 작업 방식들을 정립시켜 품질의 안정화 및 합리적인 업무진행을

 통하여 효율의 극대화 및 최고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함.

교정

Flair Printing

Artwork 제작

Plate

pdf 검토

pdf 승인

작업(인쇄,합지,가공)확인

동판 발주 및 준비

데이타 확인

제판

납품 교정지 확인

No

Artwork 접수

Artpro 분판(pdf제작)

pdf업로드,메일발송

동판 발주서 작성

Artpro 작업

(일매, S&R)

Artpro 검수

Chinook

교정지 확인

No



4. 아트웍 관련  업무

Artwork 검토, 작업 Soft Proof 제작, 메일발송 Artpro 분판, 검수

▶검토 및 작업 요건들

- Dieline, Info 정리

- Text 라인 굵기 확인

- 이미지 조건(환경일치)

- 색상 도수 파악

- 톤 색상 재현성

- 기타

▶ Soft Proof (com,sep) 생성법

- 아트프로에서 생성법

- Distiller에서 생성법

▶메일 발송

-작업 담당자가 메일 발송

-작업 담당자 구분

-작업자 업무 흐름도

▶ Artpro작업 시눅 프로세스에

의거 작업

- 진행 순서에 의한 편집

- 이미지 환경 정해진 기준으로

open

- 인쇄물 확인위한 칼라바 삽입

▶ QC 리포터 순서에 의한 검수

- QC 리포터 작성

Artwork 관련 주 업무 내용들



 *기타: Paste(붙이기)시 이미지 처리 여부등

이미지 처리 - Illustrator  작업 환경 기준
1. 일러스트 기본 작업 환경설정 (Flair= Chinook)

3. 세부 개념도

2. 일러스트 작업환경 기본 개념

  - RGB: Abobe RGB(1998)

  - CMYK: Coated GRACOl 2006(ISO 12647-2:2004)

세부 개념도

고객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이 아닐 때 고객 프로파일 없을 때

open

RGB image 시 (CMYK =

포토샵)변환 후 링크

고객 파일 그대로 유지 Open ( 아래 open시 조건들) Open

CMYK image 시

Link image 시 Embed image 시

Save ( Save의 여러 조건들)

Link  유지 Embed 화

Link  image 시 (GRACol img 변환 후 링크) Embed image 시

Image 처리‐(고객 파일 그대로 유지 Open)

Save  (GRACol) ‐ai.eps

Convert ‐ (GRACol) :Assign Profile /Profile기능 사용

GRACol 프로파일 값 유지 ‐ Save

Save (ai. 또는 eps) 

Conve
rt

Open

Save

공정

고객 프로파일로

Open
GRACol 환경 변환 GRACol로 저장



 

 

 

 

    Leave Sa is (don't color manager):

 1) 고객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이 아닐 때

 2) 고객 프로파일 없을 때

▶ 기본 환경 설정

 ▷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아닐 때:

    Use The Embeded Profile (instead of~):

 ▷ 고객 프로파일 없을 때

▶ Open 시

▶ 작업자 기본 환경 설정

      Inent: :Relative Colormetric

     CMYK: Coted GRACol~~

▶ Open

    고객 프로파일 유지하게 open

 

     Work Spaces: 작업 환경 기본 설정

4. 세부 사항

 

     Preserve Embeded Profiles

    Edit / Color Setting: (Com+K) 

     Color Management Poliicies:

     RGB: Adobe RGB(1998)

     Conversion Option: 변환 옵션

      Engine: Adobe (ACE)

     색상관리 정책

    컬러 관리하지 않음

1

2

3

2

1

3



 

▶ Convert 시 (GRACol 환경)

 

 3) 링크된 이미지 처리 여부

    Profile: Coated GRACol 2006 (ISO~)

 

   고객 프로파일 유지하게 open

    Edit / Assign Profile: 프로파일 변환

▶ Convert 시 (GRACol 환경)

 

 ▷ 링크된 이미지 처리 여부

     Use The Embeded Profile(instead of~)



 

 *Include Linked Files 비활성

     Embed ICC Profiles

  일러 최종 환경 프로파일 값 유지 저장

  (최종 프로파일 환경: GRACol 환경)

     Adobe PostScript: LanguageLevel2

링크된 이미지의 프로파일 처리여부

3) eps 형식으로 저장 시 (링크 이미지 처리 여부)
   Embed Files

   링크 이미지 최종 프로파일을 설정된

   프로파일값으로 embed화 

 ▷ eps 형식으로 저장 (링크 이미지 처리)

2) eps 형식으로 저장 시 (링크 이미지 처리 되어 있을때)
     File / Save(as): Com+S

     Include Linked Files

     Include Linked Files

링크 이미지 최종 프로파일 값 유지 저장

 

(이미지 사전에 GRACol 변환 후 재 링크)

  이미지 embed화 했으면 자동 비활성화

 

 ▷ eps 형식으로 저장 (링크 이미지 처리 )

 *Include Linked Files 비활성

▶ Save 시

1) ai 형식으로 저장 시 (링크 이미지 처리 되어 있을때)

  이미지 embed화 했으면 자동 비 활성화

▶ Save 

  ▷ File / Save(as): Com+S

1

2

1

2

1

2

1

2



   붙이기 할때 프로파일 그대로 유지

   Don't convert(Preserve color nimber)

  (Copy 후) Edit / Paste: Com+V

▶ Paste (붙이기) 시  ▷ Paste (붙이기)  



  

  

3. 세부 개념도

* RGB를 CMYK 및 CMYK를 CMYK로 변환시 GRACol 프로파일값으로 변환

* RGB 변환시 순서 RGB ≫≫Lab ≫≫ CMYK순으로  변환

 *기타: Paste(붙이기)시 이미지 처리 여부등

이미지 처리 - Photoshop 작업 환경 기준
1. 포토샵 기본 작업 환경설정 (Flair= Chinook)
  - RGB: Abobe RGB(1998)

  - CMYK: Coated GRACOl 2006(ISO 12647-2:2004)

2. 포토샵 작업환경 기본 개념

Open

변환

Save

공정

고객 프로파일로

Open
GRACol 환경 변환 GRACol로 저장

세부 개념도

고객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이 아닐 때

open

고객 파일 그대로 유지 Open

RGB 시 CMYK 시

Save :  Coated GRACol 2006~~ (GRACol 프로파일 값 유지‐ Save)

Convert ‐ (GRACol) : RGB≫ CMYK: Convert to Profile...      /   CMYK)≫CMYK: Assign Profile

고객 프로파일이

GRACol 일때

RGB 시 CMYK 시

고객 프로파일 없을때

RGB 시 CMYK 시

RGB ≫≫

CMYK
CMYK

RGB ≫≫

CMYK

GRACol

CMYK 변환

RGB ≫≫

CMYK

GRACol

CMYK 변환



 

 

 

 

 

     Work Spaces: 작업 환경 기본 설정

     RGB: Adobe RGB(1998)

     CMYK: Coted GRACol~~

     Color Management Poliicies:

     색상관리 정책

     Preserve Embeded Profiles

     Conversion Option: 변환 옵션

     Engine: Adobe (ACE)

     Inent: :Relative Colormetric

  1) 고객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이 아닐 때  ▷ 프로파일 있으나 GRACol 아닐 때:

 Use The Embeded Profile (instead of ~~):

  

  고객 프로파일 유지하게 open

 

 

▶ Open 시

4. 세부 사항
▶ 작업자 기본 환경 설정 ▶ 기본 환경 설정:

  Edit / Color Setting: (Com+Shi+K) 

 

▶ Open 

1

2

3

2

1

3



 

    Image / Mode 

    Lab Color 선택

 

  Convert to Profile 기능

  1) RGB 이미지를 CMYK로 변환 방법

▶ Convert 시 (GRACol 환경) ▶ Convert 시 (GRACol 환경):

  ▷ RGB 이미지를 CMYK로 변환 방법

   ① RGB 이미지를 GRACol로 변환: Convert to Profile 기능

   ② 변경된 GRACol RGB 이미지를 Lab CMYK로 변환:

 변환 순서

▶GRACol RGB 이미지를 Lab CMYK로 변환:

      CMYK Color  선택

 

▶ 고객 프로파일 유지 CMYK 이미지를  2) CMYK 이미지를 GRACol CMYK로 변환: Assign Profile 기능
   Assign Profile: Coated GRACol 2006~~

   (GRACol CMYK 이미지로 변환)

2

3

1

1

2

3



5. 포토샵 환경설정에 관하 세부설명은 별도 참조
 

 

 

 

 

 

 

▶ Paste (붙이기) 시 ▶ Paste: Edit/Copy/Paste: (Com+V)

 

   (GRACol 프로파일값으로 유지 저장)

 

 

 

   Don't convert(Preserve color nimber)

 

 

 

 

▶ Save: File / Save(as): Com+S

   붙이기 할때 프로파일 그대로 유지

▶ Save 시

  1) 포맷 방식 상관없이 저장 시 (현 프로파일 값 유지 저장법)    Embed Color Profile: Coated GRACol ~

1

2



  

  

 

 

 

Artpro 작업 - 전체 작업 공정
1. Artpro 전체 작업 공정
  - 변환, 업로드용, 본 작업 과정 설명

 

2. Artpro 작업의 기본 개념

3. 세부 개념도

Artpro 변환 업로드 작업 본 작업(일매,S&R)

세부 개념도

품명, 색 순서 지정 등 정리 후 저장

일러를 ai로 저장

ai를 Artpro로 Import (변환)

이미지 별도 분리 및 저장

2. Artpro 작업(일매)-업로드용

info, Dieline 정리

1. Artpro 변환

백색, 매트 색상 생성 (레이어 정리)

늬게 작업(바코드 생성, 문안, 라인등 확인)

필요 외 색상, 가공조건에 따른 연장 확인

3. 본 작업(일매, S&R)

info, Dieline, Size 정리

늬게, 문안등 굴기 보완(일매 완성)

저장, 업로드(pdf 제작)

S&R 생성+액세사리 부착

Artpro 변환

업로드용 작업

공정

본 작업

(일매,S&R)



  

  

  

3. 세부 개념도

 

 

Artpro 작업 - 일매 작업
1. Artpro 일매 작업시 기본 작업 사항들
  - 문안(Text), 라인들 기본 굵기, info, Dieline 정리, 백색,매트 칼라 생성등

  - 가공 조건등에 따른 필요 연장 부분 확인

2. Artpro 일매 작업의 기본 개념

 

변환 작업 업로드 작업 본 작업

Artpro 변환

Artpro 일매 작업

공정세부 개념도

저장

2. Artpro 일매 작업(업로드, 본 작업)

info, Dieline 정리

1. Artpro 변환

백색, 매트 색상 생성 (레이어 정리)

늬게 작업( 바코드 생성, 문안, 라인등 확인)

필요 외 색상, 가공조건에 따른 연장 확인



밑지

여유분 X

둘레쪽

 백색 늬게: 0.3~0.4mm (1백: 2백=0.3mm- 각 조건에 따라 가변성)

 늬게 조건은 인쇄순서에 맞게 작업 

 늬게 간격 적을때 각 각 반절씩(+,-) 늬게 설정

 늬게 설정 후 인쇄 결과는 일직선상으로 보일것 (둘쑥 날쑥 X)

 재현성 여부,인쇄기준등 확인 및 Flair협의 필요

 - 늬게: 0.05mm, 포토샵 이미지 (1pixel) 처리

 매트 늬게: 0.1mm

본 작업용업 로드용

 작업 방법

작업

 1) Artpro 변환

  ① 전환시 이미지 설정 부분에서 별도 설명

 2) Artpro 일매 작업

문안, 라인 굵기

늬게(Trap)

늬게 표현

기본 연장

4. 세부 사항

 최소: 0.14mm이상 (6pt)-Nega,Posi 동일 = (#250선 기준)

 ⓒ ,™ 로고 등은 필요시 확대

 일반 늬게: 0.25~0.3mm, 일반 늬게 흑색에 가까우면: 0.2~0.25mm, 포토샵: 3pixel

 백1:(청47, 황7), 백2:(청4,황5%)값 생성

 매트: 흑(30%)값 생성

 일반: 0.18~0.2mm이상   (9pt)-Nega,Posi 동일 = (#175선 기준)

 info 박스: Dieline 색상으로 통일  info 박스: 그룹 후 투명

 Dieline: 삭제

 3 백, 매트

변환 해상도(이미지)  변환 시 해상도: 300ppi, 이미지 저장 폴도 별도 생성 후 저장

 원본용 바코드는 그룹화 후 투명 처리

레이어 정리

바코드 생성
 OCR-BbarCodePro 서체, 각 비율에 맞게 자동 아웃 라인화 생성

 2 아트웍

 1 투명 Dieline (info는 삭제)

 Dieline:Dieline 색상으로 통일
info, Dieline 정리

백색 색상 생성

매트 색상 생성

 3  info+ Dieline

 2 백, 매트

 1 아트웍

Light부 농도

 5mm: 보성(가변)

 연장 여유 없을때 반전 후 연장

 2방 type: 밑지쪽으로 1mm, M방기둥 실 Type: 0.5~1mm 측면쪽으로 연장

 3mm: 삼민

 2mm: 동성, 삼아, 일진, 대원

 좌, 우 10mm 연장(연장4+아이마크6)

*아이마크 크기: 5x6 mm

연장
 되도록 이면 아트웍 원본대로 작업 

M방 Type

 정 Size 이상: 1~2mm 

겸용 위치  겸용 위한 오브젝트 위치 동일하게 처리

앵글 분리

Job size  모두 동일 Size 유지(Media Box, Crop Box …..)

 색상 뒤 선수기입 (예:Black 175,Black 250) 신규: 아트웍대로, 수정분: 최종 작업대로

이미지 처리  시눅 커브 적용 관계로 별도 조정X (필요시 일부 조정)

 자는 좌측 상단에 위치(일매, S&R)

 사용된 Tool(활성 윈도우)는 모두 닫을 것(Com+Opt+W)

 * 시눅 커브 적용데이타 구분: Artpro 폴더 및 S&R품명마지막에 "CNC" 표기

기타

기본적 정리

(시눅 커브 적용)



  

  

 

Artpro 작업 - 전환시 이미지 설정 (ai ⇒ Artpro)
1. Artwork(ai)를 Artpro로 전환시 기본 환경설정 (image 처리)

 

2. Artpro 전환시까지 기본 개념

3. 세부 개념도

  - Artwork(EPS) 열기 ⇒ Artwork (Ai)로 저장 ⇒ Artwork (Ai)를  Artpro로 변환

일러 작업

Artpro 작업

공정

Artwork(EPS) 열기 Artwork(Ai) 저장 Artpro(Import)전환

세부 개념도

고객용 Artwork 열기

Text 아웃라인, 이미지 (Link or Embed) 여부 확인

일러스트 ai 저장

Artpro 실행

Artpro Import (전환)

Artpro 저장



 

 

  

  체크: Use SMB compatible image mames

 예)

4. 세부 사항
 1) Artwork(eps)에서 ai 저장시 이미치 처리 ▶ ai 저장시 이미지 처리 방법

 출력(조각)될 해상도의 1.7~2배 입력 해상도 

 예)#175(70)조각: 175x(1.7~2배)=300~350ppi

 

  Link, 또는 embed, 또는 모두 embed화

 

 

File/Import/PostScript/PDF(Co+Op+P)

     변환할 Ai 데이터 선택

     전환될 이미지 해상도 선택(300기본)

▶Artpro에서 ai를 Import 순서

  ③ Import 클릭

 3) Import 된 이미지 저장: 이미지 폴더 생성 후 폴더내 저장 ▶ 이미지 생성저장: 이미지 폴더생성 후 저장

  서버에 보관시 특수기호로 인식 에러발생

 

  

 

  * #을 생성 시키지 않는 이유

 4) 기타: 이미지 생성시 #를 생성치 말것 ▶ 이미지 생성시 # 생성 치 않으려면

Artpro 환경설정/General/Import(Com+K)

     Import 

 * 이미지 해상도 결정은

  ① 이미지 그대로 유지(Link, 또는 embed)하며 ai로 저장

  ② 이미지를 embed 후 ai 저장

 2) Ai를 Artpor로 실행시 순서 및  이미지 처리 환경 설정

  ① Select File….:(전환 ai artwork 선택)

  ② 이미지 해상도 300 ppi (tiff)설정 1

2

3

1

2

3



  

  

 

  - 바코드 생성: Artpro에서 자동 아웃 라인화 처리로 배율에 맞게 생성

Artpro 작업 - 바코드 생성
1. 입고된 Artwork의 바코드 처리

  - 생성 서체: OCR-BbarCodePro 서체 사용

2. 바코드 생성 기본 개념

3. 세부 개념도

Artpro 작업

공정

Ai ⇒ Aatpro 변환
바코드 입력

(번호, 배율 등)

바코드 생성

(자동 아웃라인 화...)

세부 개념도

바코드 확인(Type, 번호)

Artpor 바코드 입력(번호., 배율 등)

바코드 생성

(자동 아웃 라인,크기에 따른 좌우 여분 등)

길이 조절

저장



 ① UPC-A (12자) (E는 단축형, D는 확대형)

 

 

   2: 체크 디지트

 

 

   1~3: 국가번호

  ② EAN 13 (13자)

      (EAN 8는 단축형)
 

 

 

   1: 넘버 시스템 캐릭터

   2~6: 제조업체 코드(5자리)

   7~1: 상품 품목코드(5자리)

 

    (UPC-E는 단축형, D는 확대형)

 

 

 

  UPC-A, EAN 13, UPC-E, ISBN, QR….

4. 세부 사항

 

 1) 생성 서체 설정: OCR-BbarCodePro 서체 지정 ▶ 생성 서체 지정: OCR-BbarCodePro 

   Artpro 환경설정/Edit/Default Font~

   4~9: 제조업체 코드(6자리)

   0~2: 상품 품목코드(3자리)

   3: 체크 디지트

 2) 바코드 type(Code) 확인 ▶ 바코드 type(Code) 확인

 * Code 종류들: EAN13(5,8), UPC-A(E), ISBN, QR 등

 



 

 

5. 바코드 생성에 따른 주의사항 ▶ 바코드 생성 주의 사항

 전방, 후방 최소 여유 공간 유지

 

▶ 바코드 생성에 따른 원칙들 

  0000000000000: 번호 입력

  <>: 꺽쇠 생성

  Use Text Font:서체로 생성

  Omit Characters: 

  Clear Area Height:  

  Left whitespace: 좌측 여유(3.63mm)

  Right whitespace: 우측 여유(2.31mm)

  Corner Marks: 생성 최대 영역  마크 생성

  Clear Area

  Code: 바코드 Type

  Orientation: 생성 방향

  Output resolution: 생성 해상도(2400dpi)

  Magnification: 생성 비율

  Bar Width Reduction:  

  필요한 길이 외 부분은 잘라 낼것    좌, 박스 기능 사용하여 필요 외 부분 삭제 

  ⑤ 배율 확인시 Corner Marks 생성으로 확인 필요

  ⑥ 생성 바코드 마지막 숫자 필요시 조금 이동(치우짐 방리)

  ⑦ 생성 Code 종류에 따른 생성 바코드 위치 중앙으로 조정

▶ 바코드 조절 및 저장 5) 바코드 길이 조절 및 저장

  ④ QR 코드 생성은 하지 말것

 

 4) 바코드 생성에 따른 기본 원칙들

  ① FPO(Trunk)새로 생성

  ② OCR-BbarCodePro 서체 사용

  ③ 생성시 자동 아웃라인화 시킬것(서체 후 아웃라인 X)

 3) 바코드 입력 조건들 설명 ▶ 바코드 여러 입력 조건들

 

  바코드 생성시 기본적인 원칙들 준수

 

  Ean 13: 바코드 생성,  Modify: 수정

 

  전방 여백 (좌측): 좌측 막대 굵기의 10~11배

  후방 여백 (우측): 우측 막대 굵기의 7배

* EAN 13 전후 여백 최소 공간 유지(100% 바코드 기준)

 * 세부 사항 별도 참조



  

  

3. 세부 개념도

Artpro 작업 - Soft Proof (pdf)제작
1. Artpro 작업 후 pdf 제작 (Composite=C, Separated=S) 방법
  - Artpro 에서 바로 제작 방법(C, S)

  - Artpro ⇒ p.S ⇒ Distiller에서 변환 제작 방법(S)

2. Pdf 제작 개념

 

Artpro 일매 작업
pdf 바로 제작,

P.S후 Distiller 변환
Distiller 제작(표준)

세부 개념도

Artpro 일매 작업

저장

Artpro 바로 제작

Artpro / Print 제작

(Com, Sep)

Artpro / P.S/ Distiller    

제작

Artpro / Print / P.S (S)

Distiller 변환(표준)

Artpro 작업

공정

Distiller 

변환



 

     * 해상도: 150/225 ppi

   * 이미지부 백색 생성 방지법 ▶ 이미지부 백색 생성(포토샵화) 방지

 

 

    Color

     General

     General Norma~(Sep~)PDF 체크 X

     Images/Links

     Use Image Downsampling at 체크 

     For Images Having at Least: 자동 체크

     150 ppi / 225 ppi

 

 

  Artpro/print/Com+p = Export PDF

 

     Export PDF 실행

     Flavour/ For Press (PDF 1.4 Compliant)

     Export…

   Export PDF 실행

   Flavour/ For Press (PDF 1.3 Compliant)

  

    Flattener:

    √ Enable

    √ Flatten Oveprints 체크

 * 단점: pdf 생성 시간이 길고 용량은 커짐

 

 

 

4. 세부 사항
 1) Artpro에서 pdf 제작 (Composite, Separated) ▶ Artpro에서 Composite pdf 제작 순서

  Artpro/print/Com+p = Export PDF  ① Composite 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1

2



   ② Separated 제작 ▶ Artpro에서 Separated pdf 제작 순서

  Artpro/print/Com+p = Export PDF

  Composite 방법에서

     Flavour/ Separated (PDF 1.4 Compliant)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

     * 해상도: 150/225 ppi

2

2



▶ P.S 후 Distiller에서 pdf 제작 순서

     Print

 2) P.S 후 Distiller에서 pdf 제작 (Separated)

   ① P.S 제작

     Device type: Scitex Separated

     Separations…: 분판 색상 선택

  Artpro/print = Print (P.S 제작)

     Mark….: 필요한 마크 생성 (모두해제)

     Save PostScript ≫≫  P.S 생성

 

    ② Distiller 실행 후 변환 ▶ Distiller에서 변환 

     Distiller 실행

     Dafault Setting: Standard

     (Compatibility: Acrobat 6 (PDF 1.5)

     P.S 데이터 이동 ≫≫ pdf 변환

1

5

2

3

4

1

2

3

4

5

1
2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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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Distiller / Standard 환경 설정 ▶ Distiller / Standard 환경 설정

 

     Dafault Setting: Standard 선택

     Settings/Edit Adobe PDF Settings…

     General/      설정 값 지정(기본)

     Image/        설정 값 지정(기본)

 * 셋팅값은 Distiller 기본 셋팅 값 사용

1

2

3

4

5

6

1

2

3

5

4

6



  

  

3. 세부 개념도

S & R 작업 - Layout 작업
1. S&R(전판) Layout 제작
  - 전판 제작시 각 인쇄사별 Layout 

  - 인쇄 액세사리 설명

2. S&R(전판) Layout 제작

 

Artpro 일매 작업 S&R 제작 액세사리 부착

Artpro 작업

공정세부 개념도

Artpro 일매 작업

저장

S&R 제작

액세사리 부착



 

 

4. 세부 사항
 1) Artpro에서 일매 제작 ▶ 일매 제작

     Job size: 동일하게 지정

      (중앙 기준)

     일매 규격 연장(상하 좌우)지정

▶ S&R 제작

     일매 파일 선택

     배열 회전(각도)

     일매 규격

 2) Artpro에서 S&R 제작

     반복 횟수(가로 x 세로)

 

1

1

2 1

2

1 2 3 4

1

2

3

4



▶ 액세서리 부착방법

 

 4) 액세서리 부착 ▶ 액세서리 부착(부탁 기준)

 3) 액세서리 부착 방법
  File / Import / Marks… 활성창

 에서 액서서리 불러오기

 

 

  1. 칼라콘은 전면에 위치

  2. 칼라바는 칼라콘 쪽 위치

  3. 품명은 각 사 지정 조건 유지

  4. EPC 라인은 칼라콘 반대쪽

 

 

 

 



돔보 T/R EPC T/R 연장 배열 연장 T/R 칼라콘
삼민  2 0 3 후+전 3 1 7

동성 3 1 2 1 2 후+전 2 1 7

삼아 3 0.5 1.5 0.5 2.5 후+전 2.5 0.5 7

보성 3 2 2 2 5 후+전 5 2 7

일진 3 1 2 1 2 후+전 2 1 7

대원 2 1 2 후+전 2 1 7

▶ 정리 및 저장

 5. 각 사별 기본 Layout 배열 조건

 5) Size  및 기타 정리 후 저장
     Job Size 정리

  * 품명은 epc 쪽에 기입(삼민은 칼라콘 쪽)

  * 각 사별 레이아웃 배열규격은 작업 조건이나 실링 type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됨

     칼라콘(색상순) 정리

     칼라바(별색 추가삽입) 정리

     품명 등 정리

     저장 

2

3

4

5

1

3

1

1

1

4

2



  

  

 

S & R 작업 - 액세사리 구성
1. 인쇄에 필요한 기본 액세사리
  - 칼라콘, 핀트 돔보, EPC, 칼라바, 품명등

 

2. 기본 개념

3. 세부 개념도

S&R 부착 저장액세사리 제작(표준)

Artpro 작업

공정세부 개념도

각 인쇄사별 액세사리 제작

저장

S&R에 부착



   크기: 6 x 6=25개 기본 사용(150mm)

   type:  삼각 칼라콘 사용

   규격: 각사별 변형 사용(기본 8x8)

   간격: 20mm

   순서: 은폐력 순

 ▷ 핀트 삼각 돔보:

   추가: 별색용추가(100,75,50,25%)

   사용폰트: AppleGodhic(7pt / 자간 90%)

   삼각 돔보와 칼라콘 사이: 각 사별 차이

   기본 (40~50mm유지)

   순서: 인쇄사,품명,색순,규격,날짜,기타

   * 최종 아웃라인화

  품명 배열 위치: 

    칼라콘 쪽: 삼민, 

   *원색 칼라바 양 끝 자리는 빈 공간 필요

 ▷ 품명:

 ▷ 액세사리별 간격 유지:

 

 ▷ EPC 라인:

   색상: 진한 색상으로 처리(보통 흑)

   굵기: 2mm(삼아: 1.5mm)

   농도: 100%(보성:80%)

   색상: 진한 색상으로 처리(보통 흑)

 ▷ 기타

   마지막 칼라콘 이 후 여유 간격:

   최소 20 mm 이상 유지

   삼각 돔보와 칼라바 사이: 각 사별 차이

   기본 (최소 7mm이상 유지)

4. 기본 액세사리 구성
 1) 칼라콘, 핀트 돔보, EPC, 칼라바, 품명등 ▶ 기본 액세사리들

 ▷ 칼라콘:

   type: PressSign 칼라바 사용(원색)

   크기: 각 사별 변형 사용(칼라콘 쪽)

   크기: 각 사별 변형 사용(EPC쪽)

   EPC 쪽 "ㅓ" 돔보 사용(삼민,대원,보성)

 

 ▷ 칼라바:(presssign)

    EPC 쪽: 삼아, 동성, 일진, 대원

    가변: 보성



  

  

S & R 작업 - PressSign 칼라바 구성
1. PressSign 칼라바에 대해서
  - 인쇄물 확인 기본 농도들로 구성

  - 칼라바 규격 및 부착 위치와 추가 별색 추가 삽입등

2. 칼라바 구성 및 부착 개념

3. 세부 개념도

 

PressSign 칼라바

제작

S&R  칼라콘 쪽

부착
별색 칼라바 삽입

세부 개념도

PressSign 칼라바 제작(PressSign 기본 제공) 제작

칼라콘 쪽 위치에 부착

S&R + Import/ Mark 로 액세사리 불러오기

칼라바에 백색 제작

S&R 데이타 저장

불러온 칼라바에 별색 색상 추가

칼라바 제작

공정

Artpro 작업



   ② 칼라바 처음과 끝(원색)부분은 측색위한 빈 공간(백색만)으로 유지

  ① 농도: 각 칼라바 농도 참조- 원색용

  ② 규격: 가로(6) x 세로(6)mm=25개 (150mm)

 2) 측정 장비 및 분석 S/W: i1-2 Pro(구경: 4mm), PressSign S/W 분석

 3) 부착 위치: 칼라콘 부착쪽(전면)에 위치

 

 4) 부착 요건들

   ① 칼라콘 쪽(아트웍 전면)에 위치

 

4. PressSign 칼라바 구성- 원색 확인용
 1) 농도 및 규격

   ③ 별색 구성은 100,75,50,25, 순으로 구성

   ④ 백색은 칼라바 전체 규격에서 상하 좌우 0.3mm 크게 제작(2백색 동일)

   ⑤ 아트웍에 원색이 없으면 별색들로 변경 제작

   ⑥ 마지막 칼라콘과의 간격 최소한 20mm이상 유지 할것- 각 인쇄사 모두 동일

   ⑦ 매트는 제작 말것

 

 
 

        원색 영역 

        별색 영역

        칼라콘과의 최소 기본 간격 유지(20mm)

 4) 원색, 별색, 백색 생성 요건들

        원색 영역 

        별색 영역: (100,100,100,75,75,75,50,50,50,25,25,25)로 표현

        - 배열은 같은 농도끼리 

        - 재현 공간 부족시 최소한 100,50는 제작할것

        - 별색 4종 작업가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후 백색 영역 제작

        백색 영역: 칼라바 크기보다 0.3mm 키운 백색을 제작

        - 백색 모두 제작(1백,2백 있을시)

        - 원색 영역 양 끝부분에 같은 규격(6mm)만큼의 여유 빈 공간(백색만 생성) 필요

20mm 

이상유지

3

2

1

1

2

3

1

2

2

3

1

2



  

  

3. 세부 개념도

S & R 작업 - Size 변경(둘레=Vertical=Hight size)
1. 데이터 규격과 동판 규격이 다를 때  데이터 Size 변경하여 일치 시키는 방법
  - 일매 규격: 정 규격 그대로 유지

  - S&R 규격: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변경(동판 규격과 일치)

2. 아트프로 Size 변경 개념

 

일매 규격은 유지
S&R Data 규격 변경

(확대, 축소)

규격 저장

(S&R = 동판) 일치

세부 개념도

ArtPro 일매 제작 (정 규격외 연장부 포함)

S&R 데이타 제작(반복된 규격임-연장부 포함)

S&R 데이타 Size 변경(정 규격‐확대, 축소)

칼라콘, 돔보, 칼라바등 부착

H  size 변경 후 저장

Job Size: Clip (연장분들은 삭제, 정규격만 유지)

좌 중앙 위치/ 전체 선택/ 박스 활성창/ Vert. Size  

입력(동판 둘레 규격)

Job Size: Fit(변경된 규격 외곽 size로 변경, 

Copy To all 클릭

Edit Path 툴 이용 상하좌우 연장 부분 생성

Artpro 작업

공정

액세사리 부착



 2) S&R 데이터 제작: 정규격 외 연장 부분 필요

 

4. 세부 사항
 1) Artpro 일매 제작: 정규격 외 연장 부분 필요 ▶ 일매 제작

     정규격 사이즈(예: 200x200)

  

 

  

  

 3) S&R 데이터 Size 변경 ▶ S&R 데이터 규격변경:Job Size/Clip

      정규격은 그대로 유지

     연장규격(상하 좌우 연장부) 생성필요

     정규격 사이즈(예: V=3, H=3)

     일매 연장부(상하 좌우 연장부) 생성

▶ S&R 제작(반복 규격)

 

      Clip 하여 연장 부분 삭제

   ① Job Size/Clip

      연장부분 이미지 삭제됨

2

1

1

2

2

1

1

2

1

2

3

1

2

3



     Path 툴 이용 상하좌우 연장

▶ Edit Path 툴, 상하좌우 연장 부분 생성

     Box창 Vert. Size 입력: 동판 규격동일

 

   ④ Edit Path 툴 이용 상하좌우 연장 부분 생성

 

   ② 좌 중앙/전체 선택/Box/Vert. Size 입력 ▶ 좌 중앙/전체 선택/Box/Vert. Size 입력

     정규격의 상하 좌우 중앙에 좌 위치

     전체 선택한 후

     Box활성창 실행(Com+B)

   ③Job Size: Fit, Copy To All 클릭 ▶ Job Size: Fit, Copy To All 클릭

     Job Size: Fit클릭: 최 외곽 사이즈로 변경

     V: 규격 변경됨(Box: Vert Size 규격동일)

     변경된 규격 외 연장부분은 생성안됨

2

1

3

4

1

2

3

1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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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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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규격 외 숫자 반올림

     Copy To All: Border 규격 모두 동일 처리

     Border 규격 모두 동일 처리된 상태

     Job Size 규격에 따른 최종 규격 위치(폭)

 4) 칼라콘, 돔보, 칼라바등 액세사리 부착

 5) H size 변경후 저장

▶ 칼라콘, 돔보, 칼라바등 부착

▶ H size 변경(폭)후 저장

    칼라콘, 돔보, 칼라바, EPC라인, 품명 삽입

     Fit 클릭: 최 외곽폭 size인식(칼라콘~EPC)

1

2

3

4

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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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pro 검수 - QC 개선
1. Artpro 검수 및 개선
  - Artpro 공정별 검수

  - QC 개선 안 

2. 검수 단계

3. 세부 개념도

 

Artpro 업로드 검수 본 작업 검수 교정지, 인쇄물 검수

세부 개념도

Artpro 분판

업로드용 검수

업로드, 메일 발송

본(일매, S&R)작업

정리

본 작업 검수

제판처 전달

제판 및 교정

교정지 검수

인쇄

인쇄물 검수

업로드 검수

공정

본 작업 검수

교정지 검수

인쇄물검수



  

  

 

 

  

 

 

 

 

 

 

 

 

 

 2. 강과장 QC 투입

 

 3. 제판사 2인 싸인

 

 

 

 

 

 

 

 

 

 

 

   인쇄기준, 교정지, pdf

제
판

본
 
작
업

▶담당: 김금렬

▶담당: 각 제판사

▶검수: 강동철

▶담당: 강동철

▶담당: 각 인쇄사

   교정지, 프린트

 

4. Layout 전달

 (화면 캡쳐)

 개선 안

   Artpro, 기존 데이터  확인

         5. 교정지 확인

▶ 검수: 김금렬

▶ 담당: 각 작업자

▶ 담당: 각 작업자

▶검수: 김금렬

분
판

   검수 요청

▶ 담당: 각 작업자

   원본(아트웍, pdf)

   Artpro, 분판 pdf 확인

   원본(아트웍, pdf) 비교 확인

   Artpro, 분판 pdf 확인

   포토샵화, 기존 데이터 확인

   Artpro,기존 데이터

작업 공정

4. 세부 사항

 1. 작업 특이사항 메모

 (차 후 확인 용이)

현재 검수 방법
검수 담당 및 방법 

   Artpro, 분판 pdf 확인

   포토샵화, 기존 데이터 확인

 

   교정지, pdf, Artpro

 (본 작업용 확인)

 

 (제판사 교정지 확인)

인
쇄

   인쇄물, 프린트

▶정리: 최선미

▶검수: 인쇄사

   인쇄물, pdf

 

Artpro 분판

분판용 검수

FL-업로드, 메일

일매, S&R 작업

본 작업 검수

제판사 업로드

제판 작업 및 교정

교정지 검수

Spec 정리

인쇄

인쇄물 검수

정리(검수포함)

No

No

No

No

특이점

메모

Layout

전달

강과장
QC

2인

싸인

인쇄

교정



각 공정

 

 

 

 

 

 

 

 

       최종 검수자의 기본 원칙 유지: 검수시 잘못된 데이터 작업자에 재 수정 요청

       그날 본 작업 검수 완료 후 업로드 된 데이터는 포토샵화 후 서버에 보관 (To Flair에 보관) ⇒

       ⇒ 익일 아침 강과장님의 포토샵화 데이터 확인(원본과의 차이점)

       인쇄전 교정지 확인을 통한 이상여부 검수- 제판 완료일, 동판입고일, 교정지 전달일등 메모 요청

    (5) 확인 처리된 교정지(2인 표시) 시눅 입고

    (6) 인쇄사에 Layout 참조 용 전달(*별첨 참조)

       Layout 데이터(일매, S&R)화면 캡쳐하여 인쇄사 메일로 전달 (인쇄 후 가공상 문제점 사전 검토용)

       pdf검수를 위한 Acrobat 프로그램 구입 요청

      *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시, 시눅 확인용 포토샵 전달하여 인쇄사에 한번 더 확인 요청

       각 제판사는 교정지 확인 표시(2인) 후 시눅에 전달 (검수자 및 업무 담당자(대행자 가능)

 

    (4) 정해진 시간내 교정지 입고 요청

  2)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1) 작업시 특이사항 메모

      매 작업시 특이사항 메모(아트웍 , 본 작업)

    (2) 작업자 개개인의 검수자라 인식

 

      본인이 작업한 내용은 자기가 책임 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

    (3) 강 과장님 검수 투입(본 작업)

       ⇒ 다음 작업시 메모 참조하여 메일에 메모 (작업자 및 검수자가 작업 외 재작업 내용까지 기입)

(인쇄기준= pdf=교정지 검수)
인쇄

제판
1. 교정지 확인의 미비

   인쇄물 검수 요청

 확인된 교정지 입고(2인 검수 확인 필)

 정해진 시간내 교정지 입고 요청2. 교정지 입고의 문제

 인쇄사에 Layout 참조용 전달

본 작업

1. 원본과의 차이 따른 불량

5. 개선(추가)사항 설명

  1) 각 공정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들 기타

 강 과장님 검수 투입(본 작업용 검수)

해결(개선)방안

   (디자인 변경, 문안등)

2. QC 담당 수정에 따른 불량 

 

 

시작~마무리 까지

2.  문안, 늬게등 불량  작업자 개개인의 검수자라 인식

1. 기존 작업건과 차이 발생  작업시 특이사항 메모
분판

Layout 화면캡쳐



 겸용시 돔보, 칼라콘 위치 확인

 품명 기재 확인

 각 컷 부분 늬게 설정 여부 확인

 백색 이상 여부 확인

 색순에 맞는 늬게 처리 여부 (특히 금색)

 연장 부분 처리 여부

 2방 가공시 밑지 부분으로 연장 여부(1mm)

 기둥 실링 부  전/후면 측면으로의 연장 여부

 문안의 원색 처리시 -늬게 처리 및 이상여부

검수 순서 검수 내용 비고

 색순 (칼라콘 순서) 확인

 배열 도면 일치 여부

 원단 폭에 따른 전체 규격 확인

 

 *별첨 (일매-도면구성,  전판-칼라콘, 색순, 규격, Layout 배열(연장부 포함)등을 알수 있슴)

 

 

 

 

 해상도 확인

 색상 확인(인쇄 기준과 비교)

 Light부 농도 재현 가능성 확인

S&R 확인

일매 확인

이미지 확인

 각 인쇄사, 재판사 요구조건(액세사리) 충족 여부

기타 확인
 작업시 주의 사항 메모 재 확인 여부

 인쇄기준등 최종 점검 확인

6. Artpro 데이터 검수 순서 및 내용

  1) 본 작업시 최소한 검수 되어야 할 내용들



  2) 전반적 검수 사항들

공정 확인 내용 비고

 라인, info등은 이상 없는가?

 용량(5~10Mb 이하)은 적당한가?

 분판된 pdf는 이상 없는가?

 일매 규격은 맞는가?

 늬게 처리는 이상 없는가?

 연장 여부는 이상 없는가?

 둘레 x 폭 반복시 연속, 늬게 여부는 이상 없는가?

 시리즈 품목의 겸용 위치는 동일한가?

 앵글분리 처리 여부는 잘 되었는가?

 아이마크 유무 및 크기는 맞는가?

 칼라 정보값은 제대로 되었는가?

 원본과의 차이점은 메모 되었는가?

 백색, 투명금 관계의 늬게는 괜찮은가?

 인쇄기준은 확인(메모 내용 포함) 전달 되었는가?

 작업에 따른 특이사항들은 메모 전달 되었는가?

 위 내용들은 모두 확인 하였는가?

 흑 문안이 원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는가?

 Dieline 처리는 잘 되었는가?

 지정한 수정 색상 외 다른 색상 수정이 없는가?

 농도 약한  부분 늬게 처리 여부는 확인 했는가?

 이미지 해상도는 이상 없는가?

 수정시 기존 이미지와 size 등 조건들은 확인 했는가?

 이미지가 RGB로 되어 있지 않는가?

 이미지가 압축되어 있지 않는가?

 작업 사양서와 인쇄처의 작업 조건이 동일한가?

 Pdf 확인업로드

S&R

일매

본 작업

기타

 업로드는 잘 되었는가?

 전체 배열은 정확한가?

 색상 순번은 정확한가

 각 제판(인쇄)사 조건에 부합하는가?

 앵글분리 작업시 돔보 처리여부는 이상 없는가?

 EPC라인은 이상 없는가?

 시눅 커브 사용에 따른 표기 구분은 되었는가?

 칼라 순번과 동판 수량은 일치 한는가?



  

  

 

기타 - 모니터(EIZO) 캘리브레이션
1. 모니터 설정
  - 작업자 Target 설정

  - 이전 보정 결과에서 설정된 시간내 재보정

2. 모니터 설정 기본 개념

3. 세부 개념도

Target 생성 및

보정

공정

작업자 Traget 설정 작업자 Target 선택
주기적 Target 

보정

세부 개념도

작업자 Target 설정

Adobe RGB(     )

Target  저장

저장

작업자 Target 선택

주기적 Target 재보정



*Mea~:

Next ⇒

Next ⇒

*밝기: 30~200 cd/㎡ 최대 밝기량

*색온도: 4000K부터 100K의 단위로 10,000까지

    Gamut: Adobe RGB 선택

*블랙레벨: 0.2~23.5 cd/㎡ 최소 밝기량

    모니터가 지원하는 색 영역

*Loa~: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캘리브레이션

*Use~: 기존 Target 측정하여 캘리브레이션

 

 

 

 

    Brightness:밝기 (80~120 cd/㎡): 85cd/㎡

    White Point: 색온도 D65 

 

*색상 조정: X값, Y값

*감마: 1.0부터 0.1 단위로 2.6L* LUT까지 지원

 

4. 세부 사항
 1) 사용자가 사용할 Target 생성하는 순서

     Target을 생성하는 메뉴

      생성된 Target 이름들 

     Create New Target: 사용자가 원하는 

▶ 사용자 Target 생성 순서

     메뉴 선택

Next ⇒

 

Next ⇒

 

*Adj~: 셋팅에 대한 재 조정시 세부조정

*Vai~: 조정치에 대한 기존과 비교 확인

 

 

 

     Enter Manuallyt: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Adv~: 재 조정 시간등 세팅

 

1

4

2

3

1

2

3

4



    All RGB 선택

     White: Gamma: 1.8 L* 선택

 

    Black Level(흑색휘도): 0.2 cd/㎡

    (Minimun으로 설정)

Next ⇒

 

     Priority: Standard 설정

*Apple Mac: 1.8L*로  셋팅

Next ⇒

     Priority: Standard 설정

 

*흑색 휘도: 0.2~3.5 cd/㎡ 까지 조절가능

Finish ⇒

 

    Target Name: Target 이름 설정

 

*Printing~:밝기80/색온도:5000K/감마2.2

*Photogra~:밝기100/색온도:5500K/감마2.2

 

     Calibration 시작

*Web Des~:밝기80/색온도:6500K/감마2.2

참고사항(분야별 셋팅값)

5

6

7

8

5

6

7

8



  

     Measurement: CG245W Built-In(24934041)

▶ Target 재 Calibration 순서

     Adjust

Next ⇒

 

 2) 설정된 Setting 시간 Over시 재 Calibration 요청 표시

  ① Color Navigator 색상 변화

  ② Over 시간  화면에 메시지 표현

▶ 재 Calibration 표시

    Color Navigator 적색으로 변화

     (기본 설정 200 hours)

 3) 이전 보정 결과에서 재 보정 방법 (재 Calibration 순서)
     사용자 사용 Target 선택

 

     설정된 시간에서 Over된 시간 메시지 표시

1

2

1

2

1

2

3

1

2

3



 

     Calibration 시작

     Proceed

Finish ⇒

     Target Calibratation 결과값

4

5

6

4

5

5


